
2018년 신한두드림
DigitalㆍLifeㆍSchool 청년 창업지원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청년 창업지원 교육 DigitalㆍLifeㆍSchool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사회혁신을 위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DigitalㆍLifeㆍSchool에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사)ARCON

1. DigitalㆍLifeㆍSchool 교육 개요 

- 12주 과정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 최종 우수팀 대상 프리인큐베이션 및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회 제공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기 모집 Digital·Life·School 2기교육 진행 Pre-Incubation 2기센터 입주 

                                   ※세부 진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진행 과정

모집공고 모집선발 교육수강 FINAL PT 교육수료
모집 공고
서류 접수
(7/27~8/26)

서류 발표
(8/30)

▶

-면접
(9/3-4)

-최종발표
(9/6)

▶

12주 
창업
교육

(9-12월)
▶

PT 발표 
심사 후 
최종선발
(최종 PT 
예정일: 
12/4~5) 

▶ Pre-Incubation
(우수팀 선발)

 2. 모집 대상 및 지원내용

  -모집 대상

l 누군가와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

l 12주 교육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l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팀

(* 팀 지원의 경우 개별 접수가 원칙이며, 서류 접수시 이름 옆에 팀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예: 이름란 : 

홍길동_팀명)

l 일상의 혁신을 위한 제품의 시장테스트가 필요한 사람

l 디지털과 라이프의 융합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팀

l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

  - 지원내용

     ∙ 교육비 전액 무료

     ∙ 팀별 프로젝트 지원금

     ∙ 신한은행 디지털 인프라 지원

     ∙ 비즈니스 코칭 및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최종 우수팀 인큐베이션센터 내 1년간 입주 공간 지원

     ∙ 우수팀 총상금 1000만원

     ∙ 언더스탠드에비뉴 내 매장에서 실전 경험 기회 제공
       (창업 아이템의 단계 및 업종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기간 및 모집 일정 

  -  교육기간: 2018. 9. 12일(수)~ 12. 6일(목) / 전일 교육

  - 모집 일정 

     ∙ 서류접수 : 2018. 7. 27(금) ~ 8.26(일) 24시까지

     ∙ 서류발표 : 2018. 8. 30(목) 오후 3시 

     ∙ 면접일정 : 2018. 9. 3~4(월, 화 양일간) 서류합격자 개별 연락

     ∙ 최종발표 : 2018. 9. 6(목)                   

  -교육 장소 :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 교육일정

일정 세부내용 비고
9/12(수) OT 및 입학식 교육과정은 전체 필수 참석이며, 불참 시 교육 

및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주 ~ 4주 주 5일 집중 교육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전일교육입니다.
5주 ~ 11주 공통•선택과목 교육 진행 선택 과목별 일정 상이하며 공휴일에는 쉽니다.
12/4 ~ 12/5 FINAL PT DAY

12/6(목) 졸업식
  - 지원 방법 : 언더스탠드에비뉴 홈페이지 (www.understandavenue.com) 

                하단의 ‘지원하기‘ 클릭 후 지원서 작성

  - 문     의 : 02-2135-8184 / e-mail: digitallifeschool@gmail.com

http://www.understandavenue.com
mailto:digitallifeschool@gmail.com

